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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기본 Cisco CallManager 서버에 대한 WAN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연
결이 손실되고 백업 Cisco CallManager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게이트웨이가 H323 세션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되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아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3(4)T1●

Cisco 3700 Series 라우터●

Cisco CallManager 3.3 이상●

참고: Cisco IOS 버전 12.2(11)T는 동일한 상자에서 MGCP 폴백 및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Cisco IOS 버전입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
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구성

모든 활성 MGCP 아날로그 및 T1 CAS(Channel-Associated Signaling) 통화는 대체 전환 중에 유지
됩니다.발신자는 폴백 전환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러한 활성 MGCP 통화는 통신 발신자가 끊어진
경우에만 지워집니다.활성 MGCP PRI 백홀 통화는 대체 중에 해제됩니다.

일시적 MGCP 통화(즉, 연결된 상태가 아닌 통화)는 대체 전환 시작 시 지워지며 나중에 다시 시도
해야 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은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IP 텔레포니 트래픽에 대한 기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로컬 MGCP 게이트웨이가 대체 모드로 전환되면 기본 H.323 세션 애플리케이션에서 새 통화
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예비(fallback) 기간 동안에는 기본 2자 음성 통화만 지원됩니다.

ISDN T1 및 E1 PRI 호출을 제외하고, 예비(fallback) 시 활성 상태인 모든 MGCP 통화는 유지되며,
임시 통화는 해제됩니다.사용자가 활성 MGCP 통화를 완료(중단)하면 MGCP 애플리케이션은 온-
후크 이벤트를 처리하고 모든 통화 리소스를 지웁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아래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구성

이 문서에서는 아래 표시된 구성을 사용합니다.이 세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IOS 게이트웨이에서 폴백을 활성화합니다.1.
"destination-patterns"를 사용하여 MGCP 제어 POTS 다이얼 피어를 구성하여 폴백 시
H.323을 통해 발신 통화를 처리합니다.

2.

VoIP(Voice over IP) 다이얼 피어를 구성하여 IP 전화에 대한 백업을 제공하는 로컬 라우터
(Fallback Cisco CallManager 서버)로 수신 통화(IP 전화에 연결)를 라우팅합니다.

3.

IOS 게이트웨이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3(13)T 이하: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192.168.1.12 255.255.255.0

ccm-manager fallback-mgcp

call application alternate DEFAULT

!----H.323 is the default signalling protocol. !--- An

FXS-connected phone gets a dial-tone from the router !--

- instead of being instructed to do so via MGCP by !---

Cisco CallManager.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3(14)T 이상:
R(config)#application

R(config-app)#global

R(config-app-global)#service alternate Default

POTS 다이얼 피어



dial-peer voice X pots

application mgcpapp

destination-pattern 0T

!----Note that the destination-pattern command is needed

for H.323 when the MGCP fallback happens.

port 2/0:15

forward-digits all

dial-peer voice X pots

application mgcpapp

destination-pattern 2000

!----Note that the destination-pattern command is needed

for H.323 when the MGCP fallback happens.

!--

port 1/0/0

참고: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3(7)T 이상에서는
application mgcpapp 명령을 PRI 백홀을 지원하는 POTS
다이얼 피어에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SRST 컨피그레이션은 Cisco IP Phone 지원에 필요합니다.

SRST 컨피그레이션

 call-manager-fallback

!--- Enables SRST support and enters Cisco CallManager

fallback mode. max-conferences 8 ip source-address

192.168.1.12 port 2000 !--- 192.168.1.12 is the IP

address of the Cisco IOS gateway through which it !---

communicates with the Cisco IP Phones. !--- Here, the

Cisco IOS gateway is also configured as a Cisco

CallManager fallback server. max-ephones 10 max-dn 10

여기에 표시된 VoIP 다이얼 피어 구성은 Cisco IOS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다른 로컬 라우터가 있고
대체 Cisco CallManager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이 게이트웨이 자체가 SRST를 실
행하여 Cisco Callmanager 서버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다음 VoIP 다이얼 피어를 구성할 필
요가 없습니다.Cisco IOS Software 버전 12.2(11)T는 동일한 상자에서 MGCP 폴백 및 SRST를 실
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버전입니다.

VoIP 다이얼 피어

dial-peer voice 5000 voip

destination-pattern 5...  !--- These are IP phone

directory numbers. session target ipv4: x.x.x.x !---

x.x.x.x. represents the IP address !--- of the fallback

Cisco CallManager server.

Cisco Unified SRST와 Cisco Unified CallManager 통합

Cisco CallManager V3.3, 4.x 이상

SRST 참조 만들기Cisco CallManager에서 시스템 및 SRST를 클릭합니다.Find and List
SRST References(SRST 참조 찾기 및 나열) 페이지에서 Add a New SRST Reference(새

1.



SRST 참조 추가)를 클릭합니다.SRST Reference Configuration(SRST 참조 컨피그레이션) 페
이지의 SRST Reference Name(SRST 참조 이름) 필드에 이름을 입력하고 IP Address(IP 주소
) 필드에 Cisco SRST 라우터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삽입(Insert)을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풀에 SRST 참조 또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적용합니다.Cisco
CallManager에서 시스템 및 디바이스 풀을 클릭합니다.Device Pool Configuration 페이지에서
원하는 디바이스 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Device Pool Configuration(디바이스 풀 컨피그레이
션) 페이지에서 SRST 참조 또는 SRST Reference(SRST 참조) 필드 메뉴에서 "Use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사용)"를 선택합니다.

2.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show 명령은 출력 인터프리터 툴 에서 지원되는데(등록된 고객만), 이 툴을 사용하면 show 명
령 출력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MGCP 대체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call-manager-fallback all—Cisco CallManager 폴백 중에 네트워크의 모든 CiscoIP
Phone, 음성 포트 및 다이얼 피어에 대한 자세한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다.

●

show call-manager-fallback dial-peer—CiscoCallManager 폴백 중에 다이얼 피어에 대한 출력
을 표시합니다.

●

show ccm-manager fallback-mgcp - Cisco CallManager 서버의 목록과 현재 상태 및 가용성을
표시합니다.

●

참고: 여기에 표시된 show ccm-manager fallback-mgcp 명령 출력은 MGCP 폴백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합니다.

mgcp-gateway# show ccm-manager fallback-mgcp

Current active Call Manager:    192.168.1.2

MGCP Fallback mode:             Enabled/OFF

Last MGCP Fallback start time:  None

Last MGCP Fallback end time:    None

Cisco CallManager에 대한 연결이 끊기고 MGCP 폴백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mgcp-gateway# show ccm-manager fallback-mgcp

Current active Call Manager:    None

MGCP Fallback mode:             Enabled/ON

Last MGCP Fallback start time:  05:58:48 UTC Oct 6 2004

Last MGCP Fallback end time:    05:56:30 UTC Oct 6 2004

이 콘솔 메시지는 MGCP 대체 작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p 23 16:35:34.707: %CALL_CONTROL-6-APP_NOT_FOUND: Application mgcpapp in dial-peer 1 not

found.

Handing callid 98 to the alternate app default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명령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srst/command/reference/srsa_n_z.html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srst/command/reference/srsa_n_z.html#wp1225306
//www.cisco.com/en/US/docs/ios/12_3t/voice/command/reference/vrht_c4_ps5207_TSD_Products_Command_Reference_Chapter.html


   

일부 show 명령은 출력 인터프리터 툴 에서 지원되는데(등록된 고객만), 이 툴을 사용하면 show 명
령 출력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debug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디버그 명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debug ccm-manager events - Cisco CallManager에 대한 디버깅 정보를 표시합니다.●

관련 정보

SRS 텔레포니 및 MGCP 폴백 구성●

Cisco CallManager와 함께 BRI 신호 처리의 MGCP 제어 백홀 구성●

Cisco Unified SRST 4.0 지원되는 펌웨어, 플랫폼, 메모리 및 음성 제품●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tech/tk801/tk379/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7874c.s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3t/debug/command/reference/dbg_c2gt.html
//www.cisco.com/en/US/tech/tk1077/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44630.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ios/12_3/vvf_c/interop/int_bri.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srst/requirements/guide/srs40spc.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3569222-3545713?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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